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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지자체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폭염, 미세먼지, 기후·환경변화 대응 전문전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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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, 공공내수 구매상담회, 신제품·신기술발표회 등 비즈니스프로그램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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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워크샵, 설명회,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쿨산업 전문가 1,000여명 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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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개요
행 사 명

기 간 

장 소 

규 모 

주 최

주 관

후  원

2022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 (Korea International Cooling Industry Expo 2022)

2022. 7. 6(수) ~ 8(금) / 3일간

EXCO(엑스코) 1층 전시장 및 야외 행사장

100개사 250부스 

전시품목

공공재

공공냉방시스템 클린로드, 안개분사시스템, 옥상녹화, 스마트그늘막, 살수차량, 물순환시스템 등

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미세먼지 차단숲, 벽면녹화, 미세먼지측정기/센서, 미세먼지흡입차량 등

기상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기상관측장비, 기상예측시스템, 기상정보분석기기, 기상정보서비스 등

특수설비/시스템 스마트쉘터, 스마트게이트, 크린룸, 어린이물놀이시설, 그린리모델링/제로에너지건축(ZEB) 등

산업재

건축자재 차열블록, 투수블록, 잔디블록, 투수포장재, 차열페인트, 시스템창호, 단열필름, 미세먼지차단망 등

기계설비 공기조화기기, 환기설비, 항온항습기, 냉동냉장설비, 난방설비, 냉풍기, 에어커튼, 실링팬 등

조경시설 파고라, 어닝, 캐노피, 정자, 분수, 스프링클러, 파라솔, 차광막, 평상 등

소비재

쿨섬유/소재 쿨조끼, 쿨시트, 쿨방석, 침장, 인견 등

가전제품 에어컨, 서큘레이터, 선풍기, 제습기, 공기청정기 등

패션/뷰티 선글라스, 모자, 썬크림, 쿨미스트, 데오드란트, 마스크 등

여름용품 텐트, 래쉬가드, 수영복, 아이스박스, 썬베드 등

환경장터 업사이클링/리사이클링 제품 등

정책홍보 정부 및 산하기관 정책사업 및 R&D 성과 홍보관, NGO 홍보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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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비 안내

구 분 조기신청(3월 31일까지) 일반신청(5월 27일까지) 재참가 할인

독립부스(9㎡) 1,040,000원 1,300,000원
부스당 100,000원

(2019년, 2021년 참가업체)
기본부스(9㎡) 1,340,000원 1,600,000원

프리미엄부스(9㎡) 1,540,000원 1,800,000원

단위 : 원 / VAT 별도

참가안내

참가비 납입 계좌
● 납부처 : 우리은행 2789-999-9018-952 / 예금주: (주)엑스코  ※송금시 반드시‘회사명’을 기재해 주십시오 

신청절차

※ 부스배정은 신청 접수 및 면적 규모, 전시품 특징에 의거 주최측에서 일괄배정 (참가규정 3조 부스배정 참고)

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
참가신청 또는 참가신청서 및 
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송부

사무국으로부터 
인보이스 수령

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
1주일 이내 계약금

(총 참가비의 50%) 납부

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
2022년 5월 27일(금)까지


